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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언어문화전공은?

4차 산업혁명과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뛰어난 영어를 

구사하는  융합형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인문학의  중심인 언어학을 다루는 

유일한 전공으로 영어학, 영어 교육, 영미문학과 문화, 통번역학에 

대한 전공 영어뿐만 아니라 실용영어도 다루며 균형있는 사고력을 

배양하고 전공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더불어 

국제사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에 

능한 지성인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교육합니다. 또한 최첨단 

멀티미디어 어학실 및 전공 도서관 등 최적의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교과과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여 미래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키웁니다. 

글로벌 리더의 요람 English Language & Culture

교육계열

교육 관련 분야, 대학원 진학 학문연구

전공 더 깊이 알기

1학년 1학기 -

2학기 인문융합기초세미나

2학년 1학기 영어학의 이해, 영문읽기1, 통. 번역학의 이해, 영어회화1, 영어문장연습, 미국문화의 이해, 

영어발음연습, Academic English 1

2학기 영어청취1, 영문법1, 영어작문1, 영문읽기2, 영어음성음운론, 영어연극실습, 영국문화의 

이해, Academic English

3학년 1학기 영문구조의 원리, 영미문학의 이해, 영어작문2, 번역 연습, 영어교수법, 영어 말소리 탐구, 

영어청취 2

2학기 응용영어학, 영문법2, 영어사와 세계영어, 영미소설, 영문창작, 통역 연습, 언어학 세미나, 

영어회화2, 현장실습Ⅰ

4학년 1학기 통.번역학 세미나, 아동문학과 영어교육의 융합, 융합. 창업종합설계Ⅰ, 현장실습Ⅱ

2학기 Public speaking and Debate, 한영텍스트융합적활용Ⅱ, 융합·창업종합설계Ⅲ, 

현장실습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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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언어문화전공

전공의 특별한 프로그램

전공운영프로그램 

- 영어연극: 교육과정 전공 교과목인 <영어연극 실습>은 

2006년 이후 매년 가을, 무대에 실제로 영어 연극을 올려 

영미언어문화전공의 전통을 이어 왔습니다. 이는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자부심입니다.

- 영어말하기대회: 영미언어문화전공에서 주최하는 영어 말하기 

대회가 우리 대학에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영어 발표와 영어 구사력 

향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토익경시대회: 우리 전공에서 주최하는 토익 경시대회가 

우리 학교에서 매년 열립니다. 토익 경시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토익시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내에 많은 

학생들이 매년 참가합니다.

- 영미언어문화전공 학술제: 우리 전공의 오랜 전통인 학술제는 

한 해 동안 교과목에서 수강하였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주제를 

찾아 배움을 확장하는 기회가 됩니다. 또래 학우들과 전공 

교수님들 앞에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고 학우들과 함께 

퀴즈를 하며 배운 내용을 흥미롭게 복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 한영번역동아리: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토론을 통해 원서를 

통사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 번역 과정에서 나타난 오역을 

찾아 발표하며 학생 주도적으로 운영합니다.

졸업 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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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외국인 대상 공공분야, 무역 및 경영 

분야, 통역 및 번역

금융계열 및 관광 분야




